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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하는 방법 
목표
 

이 문서에서는 FindIT Network Manager를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소개
 

Cisco FindIT Network Management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Cisco 100~500 Series 네트워
크 장치(예: 스위치, 라우터, WAP)를 쉽게 모니터링, 관리 및 구성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
다.FindIT Network Manager는 두 개의 개별 구성 요소 또는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분산 애플리
케이션입니다.FindIT Network Manager라는 단일 관리자와 FindIT Network Probe라고 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브.FindIT Network Manager & Probe는 검색, 모니터링 및 보고 기능과 함께
네트워크를 위한 완벽한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여기에는 새로운 펌웨어 가용성,
디바이스 상태, 네트워크 설정 업데이트, 더 이상 워런티가 적용되지 않거나 지원 계약이 적용
되는 연결된 디바이스 목록과 같은 Cisco 지원 알림도 포함됩니다.현재 Cisco FindIT Network
Manager에서 지원하는 하드웨어에 대해 알아보려면 디바이스 지원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중요 참고 사항:FindIT 1.1에서 FindIT 2.0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먼저 관리자를 업그레이드한
다음 프로브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이렇게 하면 1.1에서 2.0까지의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에서 관리자는 프로브의 디바이스 그룹, 컨피그레이션 프로필, 인벤토리, 디바이스 세부사항
및 자격 증명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중에 프로브에서 가져오기 작업을 제어합니다.관리자가 프로
브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관리자 UI(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업그레이
드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IT 네트워크 관리자 찾기
 
 
FindIT 네트워크 프로브
 
  

소프트웨어 버전
 

 
버전 2.0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
 

1단계. FindIT Network Manager의 관리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에 로그인합니다.
 

/content/en/us/td/docs/cloud-systems-management/network-automation-and-management/cisco-findIT-network-management/technical_reference/b_FindIT_Network_Device_Support_List.html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311252/type/283453334/release/2.0.0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311263/type/283453334/release/2.0.0


 
참고:관리자의 로그인 배너에는 브라우저 표시줄에 입력할 IP 주소가 표시됩니다.
 
2단계.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관리자는 헤더에 정보 아이콘('i' 기호)에 아래쪽 화
살표가 있는 녹색 클라우드를 표시합니다.i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단계. 관리자 옆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Upgrade를 클릭합니다.관리자가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여 적용합니다.
 



 
참고: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터미널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관리자를 수동으로 업그레
이드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4단계. 관리자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프로브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작업은 아
래 이미지와 동일한 FindIT Network Manager 팝업 창에서 수행됩니다.
 

 
참고:데이터가 손실되므로 업그레이드하려면 프로브에 로그인하지 마십시오.프로브 팝업 창
에 'FindIT Network Probe'가 표시됩니다.이 메시지가 표시되면 프로브에서 로그아웃한 후 관
리자에게 돌아갑니다.
 

/content/en/us/td/docs/cloud-systems-management/network-automation-and-management/cisco-findIT-network-management/admin_guide/b_Cisco_FindIT_Network_Management_Admin_2_0.html


 
5단계:프로브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클릭하면 업그레이드를 계속할 것인지 확인하는 메시지
가 표시됩니다.확인 후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예를 클릭하면 프로브에서 관리자로 컨피그레이션 프로파일과 디바이스 그룹을 가져옵니다
.가져온 프로파일과 그룹의 이름은 다른 프로브에서 가져온 그룹을 구별하기 위해 네트워크
이름과 함께 접두사로 지정됩니다.
 
예 또는 건너뛰기를 클릭하면 업그레이드 작업이 생성되고 각 프로브가 버전 2.0으로 업데이
트됩니다.
  

결론
 

이제 FindIT Network Manager 솔루션을 버전 2.0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리자의 아이콘에
대한 각 아이콘을 클릭하고 설치된 버전을 확인하려면 Probe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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